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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프로젝트 개요 

부산대학교에서 운영하는 ESPA를 이용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Grade Server를 구성하

는 것이 목표이며, 각 과목별로 게시판을 이용하여 공지사항이나 토론장 같은 열린 공간

을 제공하도록 한다. 또한 과제 채점 서버는 C, C++뿐만 아니라, Python, Java까지 제공하

여, 더 많은 프로그램 언어를 습득하는데 용이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2.1  현재 사용중인 채점 서버의 현황 

 
(그림 1-1) Grade Server 

 

Grade Server는 2005년도부터 운영되었으며, 컴퓨터공학부의 “전산학실습”, “C++프로

그래밍”, “알고리즘” 과목에 과제 제출 및 채점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기간을 설정하여 

그 기간 동안 과목을 운영할 수 있으며, 각 과목마다 서로 다른 문제를 게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텍스트 파일을 이용해서 다수의 인원을 한번에 등록할 수 있다. 사용 가

능한 언어는 C와 C++이 있다. 

 

1.2.2  현재 사용중인 채점 서버의 문제점 

Grade Server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서버의 노후이다. 서버 컴퓨터가 10년이 넘은 만큼, 

컴파일러나 실행 속도가 현재의 컴퓨터에 비해 뒤처질 수 밖에 없다. 때문에, 학생들의 

컴퓨터에서 올바르게 실행되는 프로그램도 과제를 제출하게 되면 “Compile Error”나 

“Source Error”, “Time Over”라는 문구를 볼 수 밖에 없다. 컴파일러를 업그레이드하거나 

서버를 바꾸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최근의 컴파일러를 사용할 경우 서버가 구동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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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2) 회원정보를 삭제 시 데이터베이스 화면 

 

두 번째 문제는 관리기능의 미흡이다. 회원목록을 추가하거나 문제를 등록하는 것은 

쉽게 구성되어 있지만, 반대로 변경 및 삭제하는 기능은 미흡하거나 구현되어있지 않다. 

때문에 회원을 잘못 등록할 경우 새로운 학번으로 계정을 만들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또한, 대문자를 비밀번호로 사용할 경우에는 로그인이 안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세 번째 문제는 한정적인 언어지원이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소프트웨어 특성화 대학”

에 의해 C/C++과 함께, Java와 Python을 지원하도록 해야한다. 하지만 현재의 Grade 

Server의 경우 C/C++만 지원하며, Java와 Python의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두 

언어를 지원하도록 해야한다. 

 

1.2.3  새로운 채점 서버의 필요성 

소프트웨어 특성화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내부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변경되고 개편되

어야 한다. 그 중 하나가 Grade Server이다. 현재 사용중인 Grade Server는 내부적으로

는 관리하기가 어렵고, 기능상 미구현 되거나 형식적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있다. 또한 

외부적으로는 암호화가 취약하기 때문에 허용된 접근을 넘어가거나, 심각한 경우 바이러

스 등에 침투당할 수 있다. 게다가 윈도우 2003을 사용하기 때문에 보안서비스를 정상

적으로 받을 수 없다. 

새로운 채점 서버를 사용할 시 다양한 추가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며, 구조적으로 다루

기 쉽기 때문에 유지보수가 쉽다. 게다가 C, C++언어 뿐만 아니라 Java와 Python을 이

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언어를 습득할 수 있다. 

Linux기반으로 되어있으므로 보안서비스를 업데이트 하기 쉬우며, 잘못된 접근을 차단

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보안상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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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 목표 및 내용 

2.1 목표 

부산대학교에서 운영하는 ESPA를 이용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Grade Server를 구성하

는 것이 목표이며, 각 과목별로 게시판을 이용하여 공지사항이나 토론장 같은 열린 공간

을 제공하도록 한다. 또한 과제 채점 서버는 C, C++뿐만 아니라, Python, Java까지 제공하

여, 더 많은 프로그램 언어를 습득하는데 용이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2 연구/개발 내용 

2.2.1  ESPA 파일구조 

 
(그림 2-1) ESPA 프로그램 

 

ESPA의 파일 구조는 Batch파일을 통해 컴파일러의 경로, 사용자의 정보를 설정한다. 

프로그램은 ESPA에 대한 웹 페이지와 게시판에 대한 페이지로 분화되어 있다. 

 

2.2.2  ESPA의 웹 페이지 구성 

ESPA의 모든 웹 페이지는 Pearl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적으로 웹 페이지를 생성한다. 

게시판 웹 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할 경우, 회원의 정보는 웹 내부의 해시 함수를 통해서 

해시 값으로 변환하여 텍스트파일에 저장한다. 모든 회원의 정보가 해시로 변환되기 때문

에, 프로그램 내에서 회원의 정보를 한번에 일괄적으로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프로그

램 내에 임의의 값을 넣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있다. 게시판의 경우 ‘Zero Board’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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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구성되어 있으며, ESPA 홈페이지와 분리되어 있다. 

 

2.2.3  ESPA 파일 제출 루틴 

ESPA 는 파일을 제출하게 되면, 별도의 스레드를 생성하여 채점을 진행한다. 채점 

프로그램은 파일의 확장자에 따라서 지정된 컴파일러를 사용한다. 컴파일을 수행하면 

시간을 체크하고 파일을 저장한다. 만약 에러가 발생하게 되면 그에 해당하는 에러 

번호와 메시지를 저장한다. 만약 시간이 초과하면 ‘TImeOver’를 출력하며, 에러메시지가 

존재할 경우 ‘Program Error + Code 번호’를 출력한다. 정상적으로 제출이 완료되었으면 

프로그램 실행 시각을 출력한다. 

2.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기존 서버에 비해 멤버 관리가 쉽고, Java 와 Python 이 지원이 되어 좀 더 다양한 

강의에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시험 기능과 같이 새롭게 추가된 기능을 통해 수업 

시에 적극 활용할 수 있으며, 공지사항 또한 첫 페이지에 등장시켜 좀 더 쉽게 접근 및 

확인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기존의 불편한 게시판을 개선하여 새로운 서버에서는 

코드가 쉽게 올릴 수 있어서 토론할 시 매우 유용할 것이다. 

 

3 개선사항 

3.1 구성 언어 

ESPA는 동적 웹 페이지로 설치가 쉬운 장점이 있는 반면, 제작에 치중되어 있어 유지 보

수 및 프로그램 업그레이드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이를 JSP를 사용하여 프로그램

을 다시 생성함과 동시에 추후 프로그램의 업데이트와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3.2 DB 구축 

현재 ESPA 프로그램의 경우 Data Base가 단순히 해시 값을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는 것

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방식은 보안상의 어느 정도 이점이 있을 수 있지만, 모든 과에서 

동시에 접속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해시 함수에 따라서 충돌이 발생할 가능

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Data Base를 MySql로 새로 구축하여 관리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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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젝트 팀 구성 및 역할 분담 

이름 역할 

민혜성 
- Software Project Leader 

- ESPA 분석 및 개발 

서한석 - 문서화 및 결과물 테스트 

이재연 - 문서화 및 결과물 테스트 

김현봉 - ESPA 분석 및 개발 

조희진 - 수정계획안 수립 

 

5 프로젝트 비용 

항목 예상치 (MD) 

개발환경구축 2 

서버구축 2 

ESPA분석 8 

수정계획 및 구현 8 

결과물 테스트 4 

문서화 2 

합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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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발 일정 및 자원 관리 

6.1  개발 일정 

항목 세부내용 10 월 11 월 비고 

개발환경구축 개발환경구축    

서버구축 서버구축    

ESPA분석 ESPA분석    

수정계획 및 구현 수정계획 및 구현    

결과물 테스트 결과물 테스트    

문서화 문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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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일정별 주요 산출물 

 

 

  

마일스톤 개요 시작일 종료일 

1 차 중간 보고 

1 차 중간 보고서 작성 

web 기능 개발 

산출물 :  

1. 프로젝트 1 차 중간 보고서 

2. 프로젝트 진도 점검표 

1. 1 차분 구현 소스 코드 

2014-10-02 2014-10-02 

2 차 중간 보고 

2 차 중간 보고서 작성 

채점 기능 개발 

산출물 : 

3. 프로젝트 2 차 중간 보고서 

2014-10-30 2014-10-30 

구현 완료 

시스템 구현 완료 

산출물:  

1. Grade Server v Beta 

~ 2014-11-07 

테스트 

시스템 통합 테스트 

산출물: 

1. 버그 및 유의사항 

2014-11-08 2014-11-27 

최종 보고서 

최종 보고 

산출물: 

1. Grade Server v 1.0 

2014-11-27 201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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